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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활가전제품이 홈퍼니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가전은 기술발전에 의한 스마트 흐름

을 지나 디자인 외적으로 가구와 일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시대·문화적 트렌드를 

담고 있는 홈퍼니싱 관점에서 현세대에게 주거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탐구한다. 둘째,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출시된 가전을 알아보고 제품 컨셉과 스타일링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 생활가전 트렌드를 분석한다. 셋째, 실증연구로서 

공간의 의미, 홈퍼니싱 경험, 가전과 인테리어, 현 가전에 대한 호감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공간과 관련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가전제품을 인테리어의 주체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량화된 통계 데이터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생활가전제품의 역할과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홈퍼니싱, 생활가전, 밀레니얼 세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finding effects of home appliances to home furnishing. Recently, home 

appliances go beyond smart by technology development to show design integrated with furniture. 

Accordingly, this study i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home furnishing, I examined the meaning of 

living space for millennial. Second, I investigated home appliances that recently released for millennial, 

and analyzed appliances trends, focused on product concepts and styling keyword. Thir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focusing on four parts : meaning of space, experience of home- furnishing, 

appliance and interior, feeling of current appliances. Research has shown that design considered space 

relevance can make home appliances the main of interior. Future studies will need to validate 

quantified statistical data.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will help to set the role and design direction 

of home applian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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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전의 가구화’ 흐름을 인지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생활가전 제품이 

홈퍼니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홈퍼니싱은 가구나 조명, 간단한 소품 등으로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

퍼니싱 시장 규모는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

년에는 13.7조 원, 2023년 예상 시장 규모는 18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1]. 특히, 2030세대는 1인 가구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자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세대로 인

테리어 상품의 가구별 구매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53%에서 2016년 62%까지 증가했다[2].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에 투자해 삶의 질을 높이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추구를 합리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와 

집을 더 이상 재산수단이 아닌 개성을 표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에 영향을 받는다

[3]. 이러한 홈퍼니싱 시장성장은 가전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수한 기능은 기본이고 디자인요소가 가미

된 가전제품 역시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

테리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4].

밀레니얼 세대는 근 미래 가전제품 소비의 주체로 급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활가

전 구매자 중 73%, TV 구매자 중 69%가 밀레니얼 세대

라는 분석이 나왔다[5]. 이를 의식한 많은 회사는 밀레니

얼 세대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바로 ‘밀레니얼 

위원회’다. 이 조직은 제품과 서비스, 나아가 시장성 여부

도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로 고민한다[6].

밀레니얼 세대들의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전제

품이 개성과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전도 이제는 기능만으로 구매를 

끌어낼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과 취향을 적극

적으로 반영해야 한다[7].

밀레니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가전은 시대적 흐

름과 함께 꾸준히 변화해 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

해 가전의 현 트렌드를 읽고 생활가전제품의 이상적 역

할과 디자인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홈퍼니싱은 현재 인테리어 트렌드를 대변하며. 밀레니

얼 세대는 현재 소비의 중심에 있는 세대이다.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홈퍼니싱과 밀레니얼 세대 간의 연관 관계

를 분석하고 현 주거공간 트렌드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최근 밀레니얼 타깃으로 출시된 가전제품(냉장고, TV 중

심)을 분석하여 생활가전 트렌드를 알아보았다. 실증연구

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홈퍼니싱의 의미와 생활가

전에 인테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의 

생각을 정리·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홈퍼니싱과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 공간

2.1.1 홈퍼니싱 개념 및 성장 배경

홈퍼니싱(Home Furnishing)은 ‘집’을 뜻하는 

‘Home’과 ‘꾸민다. 단장한다.’는 뜻을 가진 ‘Furnishing’

이 합쳐져 ‘집 꾸미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며, 각종 가

구는 물론 조명, 커튼과 벽지, 침구, 카펫, 부엌 용품, 인

테리어 소품 등으로 집안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한

다[8]. 홈퍼니싱 시장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DP)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홈퍼니싱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

기 시작했다[9].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

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

소득은 3만 1,349달러라고 한다. 이는 국내 소비 역시 

의식주의 최종단계인 홈퍼니싱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

는 전망이다[10].

두 번째로 경기침체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청년 취업난 등으로 집을 자가로 

소유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인테리어 자체에 큰 비용

을 투자하는 것이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집을 꾸미기 

위한 공사 할 여력도 환경도 되지 않는다[11]. 그러나 기

성세대와 다르게 기존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적 저성장에 따른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작은 사치를 통한 행복 추구 혹은 자기만족을 위한 가감 

없는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12].

세 번째는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기성세대에게 집은 자산이자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공



생활가전제품이 홈퍼니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391

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집은 나를 위한 공간,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소유보다 사용가치를 중

시하는 인식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의미

가 더욱더 깊어지게 했다[13].

2.1.2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공간

미국의 사업자인 Fromm과 Garton(2015)의 저서 

Marketing to Millennials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에 출생한 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

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소비 세대’라고 정

의하였다[14]. 밀레니얼은 공간소비와 경험 소비에 적극

적이다[15]. 그들에게 주거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

하는 곳이 아닌, 넓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삶의 

기반 공간으로 의미가 더욱 깊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

공간 트렌드를 Table 1과 같이 정리했다[16].

Customizing space for Personal·Preference

Personal space while being a community space
Constructed space for my personal lifestyle

Self-styling, A space that reveals your personality

Perfect place for Rest and Healing

Home furnishing prop for mood of a hotel or cafe
Smart light that creates a variety of space mood
Smart technology for a comfortable life

Entertainment at home

Space for active rest

Space for enjoying hobbies and sharing emotion
(such as home training or home cafe, etc)

Reasonable Minimal life

Small but economical costs
Multipurpose space that change intelligentl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nd needs
Efficient space for easy to keep clean

Table 1. Interior trend for Millennial

2.2 생활가전제품 트렌드

2.2.1 밀레니얼 타깃으로 한 주요 생활가전

최근 밀레니얼 타깃으로 출시된 필수 생활가전

(2017~2019) 중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 TV를 선정했다. 냉장고, TV는 국내시장의존도

가 높은 제품으로 삼성, LG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기사

를 조사하여 밀레니얼 혹은 홈퍼니싱을 타깃으로 했음을 

언급한 가전을 대상으로 제품 슬로건을 Table 2과 같이 

정리했다[17,18].

Refrigerator

SAMSUNG Bespoke

Simple design shape
Choose your favorite color, material and art 
collaboration

Create a unity design

LG Object Refrigerator

Use premium real wood and aluminum
Stylish and modern luxurious feeling
Refrigerator that can be used other side the kitchen

TV

LG Object TV

Furniture design stand, mood lighting

Stylish and modern luxurious feeling
Clean interior with sliding doors and 3-level storage

SAMSUNG The Serif

Refine shape resembling the letter 'I'

Unique, stylish, harmonious design
Stand option for easy to stand up

SAMSUNG The Frame

Frame-like design

Selectable magnetic detachable bezel
Display the desired image on the screen

SAMSUNG The Sero

Unique display and minimal design
Switch screen with rotating display

Table 2. Millennial Target Refrigerator and TV

2.2.2 제품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은 밀레니얼 타깃으로 한 주요 생활가전

(냉장고, TV)의 제품 콘셉트와 디자인 분석으로 나누어 

빈번하게 나온 키워드를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제품 콘셉트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인테리어와 

가전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을 연출’, 개개인의 취향을 존

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힌 ‘나에게 딱 맞춘’,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술적 가치’, 새로운 경험과 그 이상의 

만족감 ‘뉴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했다. 스타일링 키워드

는 A부터 F로 분류하였다. 각 키워드는 전체 스타일링 

키워드에서 동일한 성격의 단어를 그룹화 한 것이다. 정

리된 키워드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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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ncept

Create a Space Customize to Me

Change the mood of the space
Objects in the interior

To fit the space
Tailored to my life style

Artistic Value New Lifestyle

Inspiration in every life
My own gallery

New experience and sensitivity

More value than the product
Special satisfaction

Styling

A Harmonious/Natural/Cozy/Familiar

B Individual/Unique/Iconic/Stylish

C Like-art/Art collaboration

D Simple/Neat/Minimal/Integral/Stable

E Refined/Modern/Beautiful at any angle

F Of furniture type/Real material/Valuable over time

Table 3. Concept & Styling Keyword

3. 심층 인터뷰

3.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공간 속 니즈를 도출

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역할과 디자인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 밀레니얼 세대에게 ‘공간’

의 의미와 생활가전 디자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3.2 연구 방법 및 대상자

연구 방법은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Table 4와 같이 홈 퍼니싱 경험이 있거나 가전제품

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 20~30대 10명을 선정하

였다. 인터뷰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대상자의 주

거 공간 의미 분석을 시작으로 홈퍼니싱 경험, 가전이 인테

리어에 미치는 영향, 현 가전에 대한 호감 영역으로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제품 이해도가 낮은 연구대

상자를 위해 선정한 밀레니얼 타깃의 제품(냉장고, TV)을 

설명하고 제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3.3 심층 인터뷰 진행 및 결과

3.3.1 밀레니얼 세대의 공간의 의미

‘나에게 집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는 질문

으로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집이라는 키워드에서 따뜻

한, 안정적, 차분한, 휴식, 내면, 명상과 같은 힐링을 위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음으로 성향, 흔

적, 감성, 온기 등 나의 색깔(성향)이 묻어나는 공간이라

고 표현했다.

이전 원룸 살 때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는 공

간이었어요. 이제 나에게 집은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

는 공간, 힐링을 위한 공간이에요.(P2)

삶의 흔적이 묻어나고 나의 색깔이 묻어나는 공간이에

요. 살면서 물건들이 공간에 채워지는데 아내와 나의 성

향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P3)

내가 선택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온전

한 나만의 공간.(P7)

3.3.2 홈퍼니싱(집꾸미기) 경험

이사를 하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주변 지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홈퍼니싱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부분 심플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했다. 그 이

유로 공간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셋집이기 때문에’, 

‘그게 요즘 트렌드라서’라고 말했다.

선호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자신의 취향을 개성 있게 

표현하기보다 SNS를 통해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

향이 보였으며,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지만, 자신의 감각

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다.

공간에 테마를 잡는 것이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 심플

하거나 화려한 것이 좋아지는데 그런 분위기의 소품들을 

조금씩 구매하다 보니 전체 공간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

이 싫었어요.(P1)

age sex living situation space

P1 28 M Single household 27㎡/1room

P2 30 M Single household 33㎡/2room

P3 32 M Newlyweds 66㎡/2room

P4 32 M Living with parents 119㎡/4room

P5 34 M To be married 66㎡/2room

P6 28 F Living with sister 82㎡/3room

P7 28 F Single household 50㎡/1.5room

P8 28 F Single household 50㎡/1.5room

P9 31 F Newlyweds 82㎡/3room

P10 32 F Newlyweds 82㎡/3room

Table 4. In-depth Interview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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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잘 꾸미고 싶지만, 머릿속에서 명확한 이미지

가 잘 상상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는 

무난한 제품을 선택해요.(P2)

인스타그램에서 인테리어 이미지를 보면 따라 하고 싶

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활

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화이트 컬

러만 사용해요.(P10)

집을 꾸밀 때,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컬러톤’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실용적인 소품을 선호했다.

대부분 사람이 공간 속 전체 톤을 통일하고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을 선호했는데, 작은 변화로 공간의 분

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간의 분위

기를 바꿔주는 소품으로 가격과 스타일 변화에 부담이 

적은 이불, 커튼, 러그 등의 패브릭류와 식물이나 모빌 혹

은 캐릭터 오브제를 선호했다.

3.3.3 가전과 인테리어

가전이 인테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

견이 대립하였다. ‘가전은 공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가전은 공간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배경이 되어

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여기서 주체는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 배경은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연구대상자 중 ‘가전의 주체’를 선호한 사람은 2명이

었다. 그들은 가전이 공간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

체가 되기를 원했다.

내 공간에 물건을 많이 두는 것을 싫어해서 좋은 기능

의 가전을 사요. 그 제품이 성능과 기술이 주는 아우라를 

공간에서 표출하기를 바라요.(P2)

나머지 ‘가전의 배경’을 선호한 사람들은 가구와 비교

해 가전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이며, 디자인이 미

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필수 대형가전 냉장고, TV, 에어컨, 세

탁기 등 사용성이 확실한 제품들은 처음부터 공간 속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것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구매

해야 할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공간 속에 제품들이 과하

게 늘어나는 것과 잣은 주거공간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의식하고 있었다.

가전은 감성이 없고 단순히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기

계라는 관점에서 가전이 공간 내에서 주인공이 되면 이

상할 것 같아요.(P3)

가전은 기능 때문에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차라리 가구가 주체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전이 가구의 디자인을 따

라가서 너무 비싸지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P5)

가전은 공간 속에서 없는 듯한 느낌을 선호해요. 풀옵

션의 집에서 살아보니 편안하더라고요.(P9)

3.3.4 현 가전에 대한 호감

최근 밀레니얼 타깃으로 출시된 가전제품에 대한 의견

을 물어보았다. 대상이 된 제품은 Table 2에 정리된 냉

장고와 TV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비스포크 냉장고는 용량과 컬러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커버만 바꿔서 공간 연출의 유

연성을 더한 점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전 

냉장고의 기능을 어필하는 디자인이 아닌 심플하여 인테

리어 벽처럼 연출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했다.

최근 냉장고가 과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부담스러웠는

데, 비스포크는 필수적인 구성에 부담 없는 인테리어를 

제시하고 있어서 좋아요.(P8)

TV는 인테리어와의 관계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

다. 세리프와 프레임의 디자인은 모두 만족스러우며 구매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가구나 

인테리어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어야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세로 디자인에 대해서 세로형 디스플레이 콘셉트

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사용성이 떨어진다.’, ‘위험해 

보인다.’, ‘그냥 큰 휴대폰 같다.’고 말했다.

LG 오브제 시리즈의 디자인은 ‘고급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제품이 너무 육중해 보인다.’, ‘시리즈로 

구입하면 공간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단일제품으로 분

위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앞선 ‘3.3.3 가전과 인테리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10명 중 8명은 가전을 공간 속 배경과 같은 

존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레니얼 타깃 가전 

디자인을 통해 그들은 공간과 가전 간의 관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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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이는 가전제품 호감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4.1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생활가전제품이 홈퍼니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와 같은 디

자인의 가전에 대해서 인테리어와의 관계성을 많이 고려

하는 등 제품 고유의 기능보다는 인테리어 요소로 더 의

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공간과 관련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가전제품은 

인테리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가전이 가구보다 심미적으로 떨어지기 때

문에 가전은 공간 속에 없는 듯 위치하기를 바란다고 말

한다. 하지만, 최근 가전은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

하고 만들어 가는지에 집중하는 추세다. 인터뷰 대상자들

이 공간을 꾸미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과 가구의 흐름이 뒤엉켜 

하나의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효율을 선호하는 세대에게 

기능만 남은 가전은 공간 속에 빌트인 될 것이며, 이는 

가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구와 소품 등으로 공간의 분

위기를 꾸며나가듯 가전도 인테리어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인테리어 가전은 공간 속 콘셉트와 사용자 라이

프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거공간의 중요성은 확대되었지

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힐링을 위해 

잘 정돈된 집이 우선이었으며, 나를 표현하기 위해 미디

어와 트렌드가 우선이었다. 따라서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제시하고 가전과 인테리어의 관계성을 제안

해야 한다. 단, 가성비를 따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현실적

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격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표현 방식은 담백해져야 할 것이다.

가전도 기술발전에 의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

만 불필요한 기능에 가격만 비싸졌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기능을 강조한 디자인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쏟아지는 정보와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은 공간 속에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 한다. 혁신과 첨단

기술은 드러내는 것보다 친근한 인터페이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가전이 가구와 흐름을 함께 하

고 있다. 가전 또한 다양한 기능을 담고도 일상 속에 담

백하게 표현될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공간과 홈

퍼니싱을 위한 가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공

간 속 가전의 역할과 방향, 가전 디자인 변화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연구대상자로 선

정된 밀레니얼 세대의 연령대 폭이 28~34세로 좁게 설

정된 점과 더 많은 실험대상자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밀레니

얼의 관점에서 가전과 가구, 공간 간의 관계 설정 측면에

서 해석은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와 

가전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설정은 가전제품 개발에 중요

한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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